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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유럽민담의 대표적 유형들의 형성과 발전과정, 모티브와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기획연구의 일부이다. 연구대상은 ｢털복숭이 Allerleirauh｣로서,
그림형제의 민담집 아동과 가정을 위한 이야기 Kinder- und Hausmärchen

(이하 KHM으로 약칭함)에 65번으로 수록된 민담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비의 유언대로 왕은 왕비처럼 아름답고 금발인 여인만을 새 왕비로 맞이하
겠다고 약속한다. 두 조건을 갖춘 여인이 자신의 딸임을 발견하고 딸에게 청
혼한다. 공주는 결혼 조건으로 해 옷, 달 옷, 별 옷, 그리고 나라 안의 모든
짐승의 가죽과 털로 만든 외투를 요구한다. 왕이 그것들을 모두 마련하고 결
혼을 요구하자 공주는 짐승가죽 털외투로 몸을 감추고 세 가지 옷과 귀중품
을 챙겨들고 왕궁을 빠져 나와 숲 속에 피신한다. 그곳에서 사냥 나온 왕에게
발견되어 왕궁의 하녀로 들어간다. 그 후 왕궁에서 열린 무도회에 해 옷, 달
옷, 별 옷을 차례로 입고 나타나 왕의 눈을 끌고 마침내 왕비가 된다.
본 연구는 2 단계로 구성된다. 1) 대표적인 판본들의 비교를 통한 ‘털복숭
이’ 유형 민담의 발전과정 탐구, 2) ‘털복숭이’ 유형 민담의 다양한 모티브 규
명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기초작업으로서 1) 대표적 판본
의 비교에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후속 논문에서 2) ‘털복숭이’ 민담의 모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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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와 의미에 대해 천착할 것이다.
하나의 민담에는 다수의 이본과 유사형 판본이 있다. 그것은 구전전승의
속성이다. 그런데 하나의 판본에만 의존한 민담 해석은 다른 판본에 등장하지
않는, 우연히 유입된 요소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다른 판본에 빈번하
게 등장하되 그 판본에만 생략된 주요한 요소를 간과할 수 있다. 개별 민담의
모티브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본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핵심적 구조, 불변의 요소를 확인하고, 이어 판본에 따라 달라지는 모티
브의 변형을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변형의 시
대적, 공간적 배경을 규명한 후에 본격적으로 의미의 해석을 시도함이 민담해
석의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털복숭이｣ 민담의 비
교연구는 이 같은 입장에서 출발한다.
｢털복숭이｣ 유형의 민담을 대표하는 것으로 ｢테발도 Tebaldo｣1)(이탈리아
베네치아, 16C), ｢곰 L’Orza｣(이탈리아 나폴리, 17C), ｢당나귀가죽 Peau d’ane｣

(프랑스, 17C)이다. 이들은 그림형제의 ｢털복숭이｣(독일, 19C)의 출판 이전에
나온 것으로서 이 유형 민담의 전통을 대표한다. ｢털복숭이｣ 이후에 채록된
것으로 ｢나무 옷의 마리아 Maria di legno｣2)(이탈리아), ｢털투성이 베티 Betty

Pilsua｣(이탈리아 시칠리아), ｢흉칙한 조롱박 La Zuccaccia｣(이탈리아), ｢작은
코르크나무 Corchuelo｣(이탈리아 롬바르디아), ｢고양이가죽 Catskin｣(영국), ｢친
딸과 결혼하려는 왕 The King Who Wished to Marry His Daughter｣(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그림형제의 텍스트를 비롯한 이전 판본들로
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발도｣에서
그림형제의 ｢털복숭이｣에 이르기까지 4개의 주요 판본을 중심으로 이 유형
이야기의 변천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3)
1) 이탈리아어 원서에서는 제목 없이 소개되고 있다. “살레르노의 왕자 테발도가 외동딸 도
랄리체와 결혼을 원한다”는 구절로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영어 혹은 독일어 번역서에서
는 ｢Tebaldo｣ 혹은 ｢Doralice｣로 소개되고 있다.
2) 영문으로는 ｢Maria Woodencloak｣, ｢Fair Maria Wood｣, ｢Wooden Maria｣로 번역되어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털복숭이｣ 텍스트의 인용 시에만 번역어와 독일어 원어를 병기한다. ｢테
발도｣, ｢곰｣, ｢당나귀가죽｣의 분석은 영문 번역판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목에서만 원어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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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테발도｣

｢테발도｣는 스트라파롤라 Straparola의 유쾌한 밤 Le piacevoli notti

(1550-53)에 수록된 첫날 밤 네 번째 이야기로 일명 ｢상자 속의 공주｣로도 알
려져 있다. AT 510B 유형4)의 민담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살레르노의 영
주 테발도는 아름다운 아내의 임종에서 약속한대로 그녀의 반지가 손가락에
맞는 여인만을 새 왕비로 맞고자 한다. 딸 도랄리체가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엄마의 반지를 끼어 보이자. 테발도는 딸을 아내로 삼기로 마음먹는다. 경악
한 딸은 일단 아버지를 안심시킨 후 유모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비약을 지니고 상자 속에 몸을 숨긴다. 테발도가 눈에 거
슬리는 상자를 내다 팔게 하고, 상자는 게노아의 상인의 손을 거쳐 잉글랜드
의 왕에게 팔려 왕의 방에 놓이게 된다. 왕이 사냥 가고 없을 때 도랄리체는
상자에서 나와 왕의 침실을 아름답게 정돈한다. 기이하게 여긴 왕이 어느 날
몰래 숨어 지켜보다 그녀를 발견하고 왕비로 삼는다. 여전히 불경한 욕망을
떨치지 못한 테발도는 수소문 끝에 딸의 행방을 알아내고 장사치로 위장하여
잉글랜드 왕궁에 잠입하여 왕비의 단검을 훔쳐 그녀의 두 아이를 죽이고 도
주한다. 도랄리체가 살해범으로 몰려 처형될 번한 순간에 유모가 나타나 전말
을 밝힌다. 테발도는 잉글랜드 왕에게 생포되어 처형된다(Zipes 2002, 27-32).
｢테발도｣에서 새 왕비의 조건은 이전 왕비의 반지가 손가락에 맞는 여인이
다. 여주인공을 돕는 사람은 유모이며, 여주인공의 도주 수단은 나무 상자이
다. 처녀가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집을 정돈하다가 발견되는 것은 한국의 ｢우
렁각시｣ 설화와 유사하다. ｢테발도｣에서 왕을 매혹시킨 것은 침실 분위기를
조성할 줄 하는 여주인공의 능력이다. “그녀는 왕의 침실을 솜씨 좋게 정돈한
4) AT는 세계 각국의 민간설화를 2499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아르네 Antti Aarne
가 개발하고(1910) 톰슨 Stith Thompson이 완성한(1961) 설화분류체계의 약어이다. 민
간설화 유형 Types of the Folktale이라는 제목의 저서로 출판되었다. 이 저술에서 ‘털
복숭이’ 유형의 설화들은 ‘AT 510B: The Dress of Gold, of Silver, and of Stars’라는 표
제 하에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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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대, 커튼, 침대커버를 정돈하고 갖가지 보석장식,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상쾌한 향료 등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Zipes 2002, 29-30) 사냥에서
돌아온 왕은 “오리엔트의 향신료 속에 있는듯한 기분이 되어 만족해한다. 매
일 누가 이 일을? 왕자는 수수께끼를 풀고자 멀리 나간 척하고 방에 숨어 지
켜보다가 도랄리체의 존재를 확인한다.”(Zipes 2002, 30)
｢테발도｣에서는 여주인공의 아버지 테발도의 강렬한 인성, 엄청난 집념이
텍스트 도처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는 결혼에 응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딸의 모습이 잠시라도 안보이면 잡아 죽일 듯이 광포한 반응을 보
인다. 유모가 공주를 도주시킬 때도 테발도의 보복과 추격을 예감하고 두려워
할 정도였다. 테발도는 사라진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딸의 궁에 잠입하여,
딸의 자식이자 자신의 외손자들인 두 아이를 살해하고, 딸에게 살해범의 올가
미를 씌울 정도로 잔인하고 집요하다. 잔혹함에 있어서는 여주인공의 남편 왕
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내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오해했을 때 그는 가장 고통
스럽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내를 처형하기로 결심한다. 그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 쉽게 숨지지 않게 해서 오랫동안 벌레들이 살점을 찢어먹게 한 다음에
발가벗겨 생매장하려 하였다. 나중에 그는 테발도의 사지를 말 네 마리에 묶
어 찢어 죽인 후 시신을 굶주린 개들의 먹이로 던진다. 잔혹, 난폭, 집요함,
강렬함으로 내장된 두 왕의 모습은 당대 이탈리아 르네상스 군주들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발도｣는 이탈리아의 구전 민담 ｢나무 마리아｣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
로 추측된다. 여기에서도 왕비는 자기 반지가 손가락에 맞는 여인만을 새 왕
비로 맞을 것을 당부한다. 우연히 마리아 공주가 서랍 속의 반지를 끼어 봤다
가 빠지지 않자 기겁하여 검은 천으로 손가락을 두르나, 결국 아버지 왕에게
발각되어 결혼을 강요당한다. 공주는 나무 옷 속에 몸을 감추고 도주하여 이
웃 나라 왕의 부인이 된다(Calvino 2002, 378-382). 반지, 나무 옷 등의 모티
브는 ｢테발도｣에서 이입된 것으로 확인된다(Busk 1874,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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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곰｣
바질레 Basile의 펜타메로네 Pentamerone(1634-6)에 2.6 번으로 수록된
이야기이다. 왕비가 죽으면서 자기만큼 아름다운 여인만을 새 왕비로 맞으라
고 요구한다. 왕은 왕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인대회까지 열고 온 세계
의 미녀들을 불러 보지만 그런 여인을 못 찾는다. 결국 딸 프리치오자의 아름
다움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결혼을 요구한다. 공주는 노파의 도움으로 마법의
나무막대를 입에 물고 곰으로 변해 숲으로 도망한다. 숲에 온 왕자가 사랑스
러운 곰을 왕궁에 데려가 정원에 두고 유리창 넘어 바라보곤 한다. 아무도 없
을 때 그녀가 막대를 입에서 떼 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돌아와 머리를 빗는
것을 본 왕자가 달려가자 그녀는 재빨리 막대를 입에 물고 다시 곰으로 변해
버린다. 왕자가 사랑에 빠져 병이 들자 왕자의 어머니는 곰이 왕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여기고 곰을 죽이라고 명한다. 신하들이 곰을 사랑스럽게 여겨
숲에 풀어준다. 왕자가 숲을 뒤져 곰을 찾아 와 자기 방에 두고 시중을 들게
한다. 왕자의 계속되는 키스를 받던 중에 입속의 막대가 빠지면서 여주인공은
예전 같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왕모
의 축복을 받으며 왕자와 결혼한다(Zipes 2002, 33-38).
｢곰｣에서도 자기만큼 아름다운 여인과만 재혼하라는 왕비의 요구가 이야기
의 출발점을 이룬다. 여기에서 여주인공을 돕는 자는 노파이다. ｢테발도｣의
여주인공이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왕의 침실을 장식하다가 왕에게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곰｣에서는 여주인공의 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왕자가 상사
병에 걸리고, 여주인공은 여전히 곰의 모습을 취한 채 왕의 음식을 만들고 왕
의 침대를 꽃으로 장식하면서 왕자의 시중을 든다. 곰 모습의 여주인공에게
적대적이었던 왕모가 나중에 여주인공의 사연을 들은 후에 그녀를 축복한다.
여주인공의 아버지는 잊혀진 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곰｣은 마법민담적 특성을 지닌다. 입에 물면 곰이 되고, 다시 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법의 막대 모티브가 그것이다. 유사형 이야기들에
서 여주인공이 짐승가죽 속에 몸을 숨기는 것과 달리 ｢곰｣의 여주인공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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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구를 통해 완전히 짐승으로 변한다.
｢곰｣에서는 이야기 서술자 바질레가 속한 17세기 바로크 문화 특유의 거칠
고 강렬한 속성, 절대 왕가의 상황, 진한 성적 톤을 느낄 수 있다. 왕비는 자
기만큼 아름다운 여인과만 결혼하라고 당부하면서 안 그러면 죽은 후에 남편
을 저주할 거라고 위협한다. 왕이 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딸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왕위계승자에 대한 고려가 추가된다. 아버지의 청
혼에 경악하는 딸에게 왕은 대노하며 곧바로 “그날 밤”(Zipes 2002, 35) 혼인
하겠다고 선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왕이 침대
에 다가와 “씨박이 말”(Zipes 2002, 35)처럼 덤비려 하자 공주가 나무막대를
입에 물고 곰으로 변해 도망한다. 곰의 모습을 한 채 “왕자의 침실에서 왕자
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왕자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준다. 그것이 왕
자를 더욱 애타게 하여 더욱더 그녀에게 빠지게 한다.”(Zipes 2002, 38) 왕자
는 곰의 입에 있는 막대가 빠져 나올 정도로 연신 강렬하게 곰의 뺨을 부비
고 키스한다(Zipes 2002, 38). ｢테발도｣의 여주인공이 아름다운 침실을 만들
어 왕을 끌어들였다면, ｢곰｣의 여주인공은 침실에서의 직접적 서비스, 음식,
그 밖의 “원하는 것 모두”를 다 해 주는 전면전을 행함으로써 왕자를 사로잡
는다.
｢테발도｣와 ｢곰｣은 보카치오 Boccaccio의 데카메로네 Decamerone(1349-51)
에서 시작된 근대 ‘단편소설 novella conto’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보카치
오에서 스트라파롤라, 바질레에 이르기까지 14-17세기 전 자본주의 시대에 설
화의 중심테마는 ‘권력의 정의’로 요약할 수 있다. 권력정치의 진실, 일상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설화의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다.5)

5) 스트라파롤라의 ｢돼지왕자 Galeotto｣에서는 왕자가 신부들을 마음대로 살해하고, 바질레
의 펜타메로네의 액자 이야기에서는 남자주인공 타데오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노예소
녀를 생매장하고 여주인공 조자와 결혼한다. ｢고양이 신데렐라 La gatta cenerentola｣에
서는 여주인공이 계모의 목을 쳐 죽인다(손은주 2013, 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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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나귀가죽｣

｢당나귀가죽｣은 샤를르 뻬로 Charles Perrault의 운문 단편(1694)으로, 다른
두 편의 운문과 함께 운문 단편 Contes en vers(1695)에 수록되었다가, 단
편 모음집 옛이야기와 교훈 Histoires ou contes du temps passé avec des

moralités(1697)에 재 수록되고, 후일 산문으로 기록되면서(1781)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왕비가 죽으면서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교양 있고 더 현
명한 여인”(Zipes 2002, 38)을 새 왕비로 맞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 여인이 바
로 딸임을 발견한 왕이 딸에게 청혼하자, 공주는 대모 요정의 조언을 받아 찬
란한 세 벌의 드레스(하늘, 달, 해 드레스)와 황금 주화를 낳는 당나귀의 가죽
으로 만든 옷을 결혼조건으로 요구한다. 부왕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자 공주
는 당나귀가죽 옷에 몸을 숨기고 도망하여 부유한 농가에 하녀로 들어간다.
어느 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왕자가 열쇠구멍으로 보고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왕자의 케이크 속에 반지를 넣고, 결국 반지의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선포한 왕자와 결혼한다(Zipes 2002, 38-46).
｢당나귀가죽｣에서는 서술자 뻬로가 속한 17C 프랑스 궁정사회의 면모와
분위기, 계몽주의적 현실논리, 당시 유행하던 요정담의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새 왕비의 조건이 ‘아름다운 여인’에 그치지 않고 ‘교양 있고 현명
한 여인’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프랑스 궁정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이상형
으로 신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능력인 것이다. ｢당나귀가죽｣에서는 또한 인
물들의 행동에 대해 타당한 이유, 인물들의 심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해지고 있다. 예컨대, 왕비가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교양 있고 현명한 여인
을 새 왕비로 맞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자질을 확신한 나머지
자기만한 여자를 구하지 못해 결국 왕이 재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였
다.”(Zipes 2002, 39)라고 설명한다. 세 가지 요구를 부왕이 다 이루어 냈을
때 공주는 일순간 “마음이 흔들려 청혼을 받아들일 뻔했다.”(Zipes 2002, 40)
황금을 낳는 당나귀의 가죽을 요구한 것은 당나귀가 왕의 “재산의 원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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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것만은 왕이 해내지 못할 거라는 발상에서였다(Zipes 2002, 41). 물론
그것은 공주의 독자적 생각이 아니라 요정의 발상이었는데, “요정은 영리하지
만 열정적인 사랑 앞에서는 돈, 황금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몰랐
다”(Zipes 2002, 41)고 서술한다. 여주인공이 당나귀가죽을 뒤집어 쓴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도 못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Zipes 2002, 41)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중에 여주인공이 농가의 하녀로 들어가 구박받으며 온갖 궂은 일을
하지만, 일요일 쉴 때에 방 안의 거울 앞에서 상자 속의 드레스들을 꺼내어
걸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다음 일요일까지 버틸 수 있었
다(Zipes 2002, 42)는 설명도 현실감이 있다.
｢당나귀가죽｣에서 공주를 돕는 것은 대모 요정이며, 이는 17C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요정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요정은 여주인공에게 마법의 지팡이
를 주어 상자를 지하로, 지상으로 마음대로 나를 수 있게 해 준다. 구전 민담
을 수용하여 옮긴 뻬로의 민담 텍스트들, 예컨대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요정들｣ 등에서 모두 대모 요정이 등장하여 여주인공을 돕고 지팡이
를 사용하여 마법을 행한다. 그림형제의 유사형 민담에서 새(｢재투성이｣), 현
자 여인, 마녀(｢장미 아가씨｣)가 등장하는 것과 대조된다.
｢당나귀가죽｣에서는 당대의 위선적 궁정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왕비가 죽자 “왕은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그런 애도가 그
리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다. 몇 달이 지나 왕은 재혼하
고 싶어 했다.”(Zipes 2002, 39-40) “심지어 왕은 딸과의 혼인을 위해서, 그런
결혼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편 신학자를 찾아내기까지 했다.”(Zipes

2002, 40) 무능한 현학도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기생충 같은 성직자들에
대한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공주가 도망가고 결혼식이 파기되자 모두 애석해
하는데, “누구보다도 결혼식 뒤에 커다란 헌금을 기대했던 성직자들이 가장
슬퍼했다.”(Zipes 2002, 41) ｢당나귀가죽｣은 당대 프랑스 살롱 인사들에게 어
필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사회비판적 코멘트였
을 것으로 보인다.6)
6) 뻬로는 루이 14세의 궁정대신이자 당대의 대표적 부르조아 지식인으로서 그의 민담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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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발도｣나 ｢곰｣에서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위협을 피해 곧바로 도주를 선
택하는 것에 비해, ｢당나귀가죽｣의 여주인공은 아버지의 요구를 좌절시키기
위해 당당하게 결혼조건을 제시한다. 찬란한 세 벌의 드레스, 아버지의 자산
의 원천인 황금주화를 낳는 당나귀의 가죽으로 만든 외투가 그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요구로써 결혼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여주인공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당나귀가죽은 은닉과
도피의 수단으로, 세 벌의 드레스는 신랑감을 사로잡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
늘, 달, 별 드레스와 같은 찬란한 드레스, 그리고 흉측한 짐승가죽 옷의 모티
브가 등장하는 것은 이 유형 이야기에서 ｢당나귀가죽｣이 처음이다.
｢테발도｣의 아버지 왕은 딸이 안 보이면 잡아 죽일 듯이 위협하며 보채고

(Zipes 2002, 28), ｢곰｣의 아버지 왕은 결혼 요구에 경악하는 딸에게 분노하
여 “그날 밤 당장”(Zipes 2002, 36) 결혼을 이행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반해,
｢당나귀가죽｣의 아버지는 딸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후 결혼식을 준비한다

(Zipes 2002, 41). 그는 나중에 딸의 결혼식에 와서 반성하고 부성애를 보인다.
｢당나귀가죽｣에서 아버지 왕은 ｢테발도｣나 ｢곰｣의 아버지 왕보다 부드러운 남
성이지만 여주인공은 보다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또한 훌륭한 음식 솜씨의 소유자이다. 신하들을 통해 그녀의
별칭이 당나귀가죽임을 안 왕자가 당나귀가죽이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게 했
을 때, “왕자는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케이크
를 즉시 먹어치우고 하마터면 그 속에 든 반지까지 삼킬 뻔했다.”(Zipes 2002,

43) ｢테발도｣의 여주인공이 침실 분위기 조성으로, ｢곰｣의 여주인공이 침실
서비스와 온갖 서비스로 신랑감을 매혹했다면, ｢당나귀가죽｣의 무기는 탁월한
음식솜씨이다. 남성을 끄는 성적 능력이 ｢당나귀가죽｣에서 모성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서술자 뻬로는 당대 ‘여성에 대한 논쟁 Querelle des femmes’
스트들은 궁정지배층의 가치와 부르조아 시민계급의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다. 예컨대
그의 ｢신데렐라｣ 텍스트에서 여주인공은 노래와 춤에 능한 귀족여성의 장점과 동시에
근면하고 솜씨 좋은 시민계급 여성의 미덕을 겸비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당나귀가
죽｣에서는 각별히 시민계급 지식인으로서 궁정사회의 위선과 모순에 대한 은근한 비판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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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성 옹호적 입장에서 여주인공의 재능과
미덕을 부각시키고 천상의 옷과 같은 아름다운 의상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게
된 것 같다(Zipes 2000, 134).
여주인공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케이크 속에 들어간다. 케이크 속의 반지
를 발견한 왕자는 반지가 손가락에 맞는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선포한다. 완전
한 형태의 AT 510B 유형의 판본들 중에서 반지가 여주인공을 인식하는 도구
로 등장하는 것은 ｢당나귀가죽｣이 처음이다. 이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
논평이 흥미롭다. “당나귀가죽이 서두르다가 손가락에서 반지가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주가 일부러 반지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렇게 믿는다. 왕자가
열쇠구멍으로 보고 있는 것을 그녀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란 영민해서 이런 걸 놓치지 않기 마련이다. 장담하건데, 그
녀는 왕자가 그녀의 반지를 접하고 좋아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Zipes

2002, 43) 하지만 반지는 애초부터 그녀의 소유물이었다. 왕자가 그녀의 반지
를 알아볼 거라는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찬란한 드레스를 입은 여주인공
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압도당한 왕자가 손가락의 반
지까지 관찰했을까? 공주가 당나귀가죽을 두르고 케이크를 만들면서도 반지
만은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 보다는 이것은 여주인공의 아름다
운 신체조건을 시사하는 귀절이라고 여겨진다. 반지는 오로지 여주인공의 가
냘픈 손가락에만 맞는 반지였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반지에 맞는 가냘픈
손가락을 만들려 애쓰고, 의사들은 비책을 홍보하고. 어떤 여성은 손가락을
무 껍질 벗기듯 긁어대고, 어떤 여인은 손가락 일부를 자르고, 어떤 여인은
손가락을 꽉 죄고, 어떤 여성은 어떤 액체를 사용하여 피부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Zipes 2002, 44)7) ｢신데렐라｣에서 ‘신발시험 Schuhprobe’를 통해 작은
발을 가진 여주인공의 존재가 발견된 것처럼 여기에서는 ‘반지시험 Ringprobe’
7) 그림형제의 ｢재투성이 Aschenputtel｣에서 여주인공의 이복언니들이 작은 신발에 맞추기
위해 발꿈치를 자르는 상황과 유사하다. 하지만 뻬로의 ｢신데렐라｣에서는 발꿈치를 자르
는 장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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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작고 가는 여주인공의 존재가 인지된다. 작은 발, 가는 손가락이 미
녀의 특성 중의 하나인 것이다. 신데렐라는 바삐 도망쳐 나오다가 실수로 신
발을 남긴다. ｢당나귀가죽｣의 여주인공이 의도적으로 반지를 넣었다면, 그녀
는 신데렐라보다 신랑감을 잡는 데 적극적인 여성이다. 왕자가 당나귀가죽 처
녀를 불러 반지를 끼어보게 한다. 마침내 그녀는 반지의 주인임이 확인되고,
곧이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다. 들어난 그녀의 모습은 “상아처럼
하얗고 작은 손”, “금발”, “푸르고 큰 눈”, “두 손으로 안을 만큼 가는 허리”

(Zipes 2002, 45-46)이다. 여기에서는 유럽사회에서 통용된 전통적 여성미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당나귀가죽’이라는 이름의 여주인공이 다수의 문헌에 등장
한다(Bolte/Polivka 1913, 45-56). 노엘 뒤 페 Noёl Du Fail의 ｢우수꽝스런 이
야기 Propos rustiques｣(1547, 5장), 몰리에르 Moliere의 ｢상상의 병 Malade

imaginaire｣(1673: 2.11), 라 퐁텐 La Fontaine의 ｢우화｣(1678: 8.4) 등등. 하지
만 이들은 뻬로의 ｢당나귀가죽｣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욕정, 그로 인해 수난당하는 딸의 이야기는 16C 프랑
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소재였다(Bolte/Polivka 1913, 45-56). ｢오파 1세 Vita

Offae primi｣(12세기 말, 잉글랜드), 필립 드 레미 Philippe de Rémi의 운문
소설 ｢마네킨 La Mankine｣(1270년 경, 프랑스), ｢콘스탄티노플의 아름다운
엘렌 La belle Hélène de Constantinople｣8)(13세기, 프랑스) 등등. 이들은 ‘AT

706: 손 없는 소녀 The Maiden without Hands’로 분류되는 유형으로서 ‘털복
숭이’ 유형의 이야기와 명백한 연관을 지닌다. ｢손 없는 소녀 Das Mädchen

ohne Hände｣는 그림형제의 민담집 아동과 가정을 위한 이야기에 31번으로
수록되어 있다. 부왕이 딸을 탐하고 거부하는 딸의 손을 자르고 내친다. 추방
된 딸은 어느 왕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지만 모함을 받고 다시 쫓겨나서
시련을 겪다가 왕비의 자리를 되찾는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한국(9편), 일본

(114편)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방, 몽골 등지에서도 채록되어 있다(손은주
2007, 76 참조).
8) 독일어권에서는 ‘Mai und Beaflor’라는 제목으로 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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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로는 여러 전승에 통달한 문사로서.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
대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진 스트라파롤라, 바질레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통달
하고 있었다. 특히 바질레의 펜타메로네는 당대 프랑스에서 애독서였다. 하
지만 뻬로의 ｢당나귀가죽｣은 바질레의 ｢곰｣에 그다지 의존하지는 않았다. 왕
자와 곰의 애무와 같은 조야한 분위기가 프랑스 귀족독자에게 거북할듯하여
뻬로는 황금주화를 배설하는 당나귀 형상을 도입한 것 같다(Scherf 1982, 14).
그리고 당대 인기를 누렸던 라퐁텐의 우화가 ｢당나귀가죽｣ 작성에 다소 자
극이 되었던 듯하다(Scherf 1982, 14).
｢당나귀가죽｣은 프랑스에서 동명의 영화(1971)9)로 제작되어 20세기 관객
을 사로잡았다. ｢당나귀가죽｣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이슈를 담
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Ⅴ. ｢털복숭이｣

｢털복숭이｣는 ｢테발도｣나 ｢곰｣보다는 ｢당나귀가죽｣의 줄거리에 근접한다.10)

KHM은 그림형제의 생존 시에 7개의 판본이 출판되었는데, 제 2판(1819)11)부
터 제 7판(최종판)까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초판(1812)은 이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은 대체로 제 7판(최종판)의 이야기이다.
초판과 제 2판(혹은 제 7판)의 비교는 개별 민담의 변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9) 자크 드미 Jacques Demy 감독, 카트린 드뇌브 Catherine Deneuve 주연.
10) 그림형제는 위 세 가지 텍스트를 잘 알고 있어서 자신들의 민담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
지만(Grimm 1856, 115-116), ｢털복숭이｣의 경우 각별히 프랑스 혈통의 하센풀르크
Hassenpflug 집안 사람의 구술을 많이 참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들의 민담집 아
동과 가정을 위한 이야기 축소판 Kinder- und Hausmärchen. Kleine Ausgabe(1822)에서
뻬로의 ｢당나귀가죽｣을 ‘Eselhaut’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수록하기까지 했다.
11) 1814년부터 야콥 그림이 Wien에 체류함으로써 빌헬름 그림이 혼자 KHM의 편찬 작업
을 맡게 된다. 1814년 이후의 판본, 즉 KHM 초판 제2권(1815) 이후 판본에서는 아콥의
학문적 성향보다는 빌헬름의 문학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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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그림형제의 자필원고
인 초고(1810)이다.12) 그림형제가 구술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필 없이 짧
은 보고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개별 민담의 원형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
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털복숭이｣의 분석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최종판의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최종판 텍스트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규
명하기 위해 초고와 초판의 텍스트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Ⅴ.1. 최종판(1857)
｢털복숭이｣에서 왕비가 죽으면서 요구한 것은 자기만큼 “아름답고” “금발”
인 여인을 맞으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서양에서 금발은 미녀를 지칭하는 대명
사이다. 그림형제의 여러 민담에서 아름다운 여주인공은 거의 금발의 소유자
이다.13) 금발이 미녀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보면, “아름답고” “금발”인
여성은 동어반복으로서 미녀라는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
나귀가죽｣에서는 왕비가 남편의 재혼 상대로 금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주
인공은 금발의 소유자이다. 이야기 말미에 왕자가 당나귀가죽 처녀를 불러 반
지를 끼어보게 한 후 그녀는 금발을 드러내고 나타난다(Zipes 2002, 45).
여주인공은 결혼조건으로 해 옷, 달 옷, 별 옷을 요구한다. 그것들은 ｢당나
귀가죽｣의 하늘 옷, 달 옷, 별 옷처럼 천상의 옷이라는 의미기능을 지닌다. 여

12) 그림형제가 애초에 브렌타노 Clemens Brentano의 의뢰를 받고 채록하기 시작한 민담을
기록해 놓은 원고로서, 브렌타노에게 보내졌으나, 그림형제의 생존 시에 출판되지 않았
다. 1927년 욀렌베르크(엘사스 지방)의 수도원에서 레프츠 Josef Lefftz에 의해 발견되어
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3) ｢털복숭이｣를 비롯해서 ｢라푼첼 Rapunzel｣, ｢마리아의 아이 Marienkind｣, ｢거위치는 소
녀 Gänsemagd｣ 등등.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독일 전설 ｢로렐라이 Loreley｣, 보티첼리
의 명화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과 미녀는 다 금발로 묘사되고 있
다. 마릴린 몬로 주연의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도 금발에 대한 서구인의 관념
을 짐작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백설공주만은 검은 머리이다. 그래서 이 민담이 인도나
동양에서 유래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손은주 201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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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또한 세상의 모든 짐승의 가죽과 털로 만든 외투를 요구한다. 그것
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나귀가죽 옷과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 황금 주화를 배설하는 당나귀는 왕의 자산의 원천이므로 왕
이 그것을 훼손할 수 없으리라는 발상에서 나온 요구였다. ｢당나귀가죽｣에서
는 이것이 대모 요정의 발상이지만, ｢털복숭이｣에서는 여주인공의 독자적 발
상이다.
아버지 왕이 공주의 요구를 다 이행하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자
여주인공은 다음날 해, 달, 별 옷과 더불어 세 가지 귀중품(금 반지, 금 물레,
금 실패)를 호두 속에 챙기고 짐승털가죽으로 몸을 감추고 궁을 빠져 나온다.
세 가지 귀중품은 나중에 여주인공이 신랑감 왕의 음식에 차례로 넣어 자신을
알리는 징표로 사용된다. ｢당나귀가죽｣에서 반지가 유일한 인식의 징표인 데
비해, ｢털복숭이｣에서는 물레와 실패가 추가된다. 여주인공은 왕의 수프 속에
반지, 물레, 실패를 차례로 넣어 보낸다. 물레, 실패는 시골에서는 실 잣는 능
력을 상징하고 약혼 커플이 집에서 만든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왕족사회에서 통용되는 정표는 아니다(Dollerup 1986, 27). 하
지만 금으로 된 도구는 서민 집안의 물건이 아니므로, 공주가 자기의 귀족혈
통을 알리는 징표로 사용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도대체 여주
인공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들은 왕의 음식 속에 넣었는가? ｢당나귀가죽｣에서
는 왕자가 열쇠구멍을 통해 당나귀가죽 처녀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당나귀가
죽이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라 명했고, 여주인공은 그 케이크 속에 자기 반지를
넣음으로써 사실상 반지의 주인을 찾으라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털복
숭이｣ 텍스트 속에서는 전후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무도회에서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을 뿐이다(Grimm 1857, 356). 수프 속에 든 금반지를 보고

“왕은 [...] 그것이 어떻게 거기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Der König [...]
konnte nicht begreifen, wie er dahin gerathen war” 뒷장(V.2, V.3)에서 ｢털복
숭이｣ 초고와 초판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서를 찾아 볼 것이다.
여주인공은 또한 훌륭한 음식솜씨로 왕의 관심을 끈다. 왕이 이전에 먹어
본 적이 없는 맛있는 수프를 접하고 요리사를 불러 묻자, 요리사가 자기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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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이라고 둘러댄다. 요리사의 거짓말이 금방 들어날 정도로 그녀가 만든
음식은 탁월하여서 요리사는 결국 털복숭이가 만든 것이라고 자백하기에 이
른다. 훌륭한 음식솜씨는 ｢당나귀가죽｣에서 선보인 모티브이다.
왕궁에서 세 차례 연속 열린 무도회에서 여주인공은 해 옷, 달 옷, 별 옷을
차례로 입고 등장하여 왕을 매혹하고서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춤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쳐 나와서 왕을 애타게 한다. 무도회 장면은 ｢테
발도｣, ｢곰｣, ｢당나귀가죽｣에서는 없는 장면으로서, 이 유형 민담에서는 ｢털복
숭이｣가 처음이다. 한편으로는 도망하여 몸을 숨기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알리
는 신호를 보내는 모순된 행동은 ｢신데렐라｣를 비롯한 다수의 민담14)에서 빈
번히 등장하는 모티브로서, 서로 다른 유형의 민담들이 전승과정에서 모티브
를 주고받은 상호텍스트적 상황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여주인공이 무도회
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왕과 귀족들의 넋을 빼놓고 도망가는 이유는 무엇인
가? 그것은 옛 결혼풍속의 잔영인가?(Vgl. Röhrich 1979, 112) 아직은 성공적
결혼을 달성할 시기가 못되었다는 판단에서 확고한 순간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가?(Benz 1991, 1129) 밀고 당기는 연애의 의미는 후속 연구에
서 천착하고자 한다.
왕이 맛있는 수프를 만든 털복숭이를 불러 묻자, 그녀는 자기가 부모 없는
가련한 아이라고 대답하고 반지 일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뗀다. 그곳에 오게
된 경유를 묻자 “저는 던져진 장화에 머리나 얻어맞으면 딱 맞지요. ich bin

zu nichts gut als daß mir die Stiefeln um den Kopf geworfen werden.”
(Grimm 1857, 357)라고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두 번째 무도회 후 왕 앞에
불려나왔을 때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도대체 그녀는 왜 자신의 정체를 드
14) 베히슈타인 Bechstein의 ｢재투성이와 소망의 가지 Aschenpüster mit der Wünschelgerte｣,
무제우스 Musäus의 ｢샘의 요정 Die Nymphe des Brunnens｣ 등등.
뻬로의 ｢신데렐라｣에서는 여주인공이 도망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밤 12시에 모든 것
이 이전 상태로, 즉 아름다운 옷, 마차 등이 더러운 옷, 호박 등으로 된다고 요정이 경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술자 뻬로의 창작이다. 뻬로는 구전 민담에서 불합리하
거나 모호한 상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계몽주의 시대정신에 부
합하도록 텍스트를 완성하였다. 반면 그림형제의 ｢재투성이｣에서는 요정이 등장하지 않
으며, 여주인공이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손은주 1999,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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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지 않는 것일까? 고아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치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던져진 장화에 머리나 얻어맞으면
딱 맞지요.”라는 답변이다. 여기에 대한 단서는 뒷장(V.3)에서 ｢털복숭이｣ 초
판을 분석하면서 찾아 볼 것이다.
첫 번째 무도회 직후 수프 속에서 반지를 발견한 왕은 세 번째 무도회 때
여주인공과 춤추면서 그녀의 손가락에 몰래 반지를 끼운다. 그리고 무도회 직
후 다시 짐승털가죽 옷으로 변장한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그녀
의 짐슴털가죽을 거칠게 잡아 찢는다. 그러자 속에 입은 찬란한 별 옷이 드러
나고 그녀의 금발이 흘러내린다. 왕은 그녀를 신부로 맞이한다. ｢당나귀가죽｣
에서는 반지가 여주인공의 손가락에 맞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여주인공이 자
발적으로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털복숭이｣의 여주인공은 왕이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몰래 끼운 것도 모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체를 감춘다.
결국, 왕이 거칠게 그녀의 짐승털가죽을 찢어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게 한다.

Ⅴ.2. 초고(1810)
초고의 텍스트는 아주 짤막하다. 털복숭이는 계모에 의해 쫓겨난다. “낯선
신사 ein fremder Herr”가 친딸을 무시하고 의붓딸에게 반지를 사랑의 징표로
선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에서 나와 “공작의 궁에 an des Herzogs Hof”

“신발닦이 Schuhputzerin”로 들어간 후 아무도 모르게 무도회에 가고 공작을
위해 수프를 만들고 하얀 빵 밑에 반지를 집어넣는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발
견되고 “공작의 부인 Herzogs Gemahlin”이 된다(Grimm 1810, 52).
초고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주인공이 아버지 때문에 도주하
는 것이 아니라 계모에 의해 쫓겨난다.15) 초고가 네를리히 Carl Nehrlich의
15) 초고의 텍스트는 계모에 의해 구박받던 의붓딸이 왕궁의 무도회에서 왕자의 사랑을 받
고 왕자비가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에 더 근접한다. ｢털복숭이｣ 유형의 스웨덴 판본에
서는 이 두 이야기의 혼합형이 많다. 콕스(Cox 1893)는 이 두 이야기들을 ‘Cinderella
Cycle’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Aarne/Thompson은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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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쉴리 Schilly(1798)에 삽입된 이야기를 수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뢸레
케(Rölleke 1972, 153-159)의 연구로 밝혀졌다.16) 뢸레케는 쉴리를 근거로
｢털복숭이｣ 초고에서 여주인공에게 반지를 준 “낯선 신사”가 나중에 그녀와
결혼한 “공작”과 동일인이라고 풀이한다. 그렇다면 여주인공이 수프 속에 든
반지를 넣은 이유도, 공작이 수프 속의 반지를 보고 그녀를 인지하는 상황도
모두 타당하다.

Ⅴ.3. 초판(1812)
쉴리는 ｢털복숭이｣ 초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초판부터 최종
판의 원천 자료가 된 것은 헤센 Hessen 판본17)과 파더보른 Paderborn 판본이
다. 초판은 초고의 내용과는 판이하며, 일견 제 2판 이후의 줄거리와 유사하
다. 초판에서는 계모가 등장하지 않는다. 왕비의 유언대로 금발 미인을 찾던
왕이 딸에게 청혼하자 딸이 세 벌의 드레스와 짐승가죽털 외투를 요구하고,
아버지가 요구에 부응하자 도주하여 숲에 숨어 있다가 어느 왕에게 발견되고,
그의 궁에서 천대받고 지내다가 세 차례의 무도회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고, 왕의 수프에 반지, 물레, 실패를 차례로 넣고 결국 왕에게 발견되고
왕비가 된다.
초판에서 주목할 내용은 “약혼자 Bräutigam”18) 라는 단어이다. 우선 공주가
아버지의 집을 빠져 나올 때 세 벌의 드레스와 함께 챙겨 간 금 반지, 금 물
레, 금 실패는 “약혼자로부터 받은 선물 die Geschenke, die sie von ihrem
를 AT 510A, ｢털복숭이｣를 AT 510B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두 유형의 유사성을 제시
하고 있다.
16) 이로써 ｢털복숭이｣ 초고가 헤센 Hessen지방의 구전전승을 옮긴 것이라는 볼테/폴리브카
(Bolte/Polivka 1913, 45-56)의 추론이 오류임이 밝혀졌다.
17) Dortchen Wild와 Hassenpflug 집안 사람들의 구술에 기초한 판본.
18) Bräutigam의 번역어는 ‘신랑’이나 ‘약혼자’가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약혼자’로 번역하
겠다. ‘신랑’이 있는 공주라면, 아버지의 집보다는 신랑의 집에 거주하는 게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26

손은주

Bräutigam hatte”(Grimm 1812, 309)이다. 이 부분이 최종판에서는 “그녀의 귀
중품 세 가지, 금 반지, 금 물레, 금 실패 von ihren Kostbarkeiten dreierlei, einen

goldenen Ring, ein goldenes Spinnrädchen und ein goldenes Haspelchen”(Grimm
1857, 358)”라고 언급될 뿐 “약혼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초판에서는 공주가 숲에 피신하여 나무 속 에 잠들어 있을 때도 바로 “그녀
의 약혼자 왕 der König, ihr Bräutigam”(Grimm 1812, 355)이 숲에 사냥을
나왔다. 하지만 그 때 약혼자 왕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최종판은 이 부
분에 대해 “사냥 나온 그 숲의 주인 왕 der König, dem der Wald gehörte,

darin jagte,”(Grimm 1857, 355)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왕궁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왕이 침대에 들기
전에 올라가 왕의 신발을 벗겨줘야 했다. 신발 한 짝을 벗길 때마다 왕은 매
번 그것을 그녀의 머리에 던졌다.”19) 이케다(Ikeda 1991, 125)는 이 장면을
성관계의 메타퍼로 해석한다. 그의 해석에 동의한다면, 왕이 그녀를 성적으로
악용한 후 신발 버리듯 내친 것이다. 약혼자 왕도 아버지 왕처럼 여주인공을
부당하게 성적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 후 성에서 첫 무도회가 열
렸을 때 털복숭이는 다시금 “사랑하는 약혼자 lieben Bräutigam”(Grimm

1812, 311)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발을 던지고 구박한 약혼자를 원망하긴 커녕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단
말인가? 초판 텍스트에서 여주인공의 심리는 짐작하기 어렵다.
첫 번째 무도회에 여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누군지 모르는 이 아름다운 공
주는 내 사랑하는 약혼녀와 너무 닮았다. 보면 볼수록 그녀가 약혼녀와 비슷
해서 왕은 거의 그렇게 믿을 번했다.”20) 그날 밤 그녀는 “왕이 그녀에게 선
물한 [...] 금 반지 den goldenen Ring [..] den der König ihr geschenkt hatte”
를 수프 속에 넣었고 왕은 “자기 약혼반지 sein Treuering”임을 알아보았다
19) “Ehe der König aber zu Bett ging, mußte es hinauf und ihm die Stiefel ausziehen, und
wenn es einen ausgezogen hatte, warf er ihn allemal ihm an den Kopf”(Grimm 1812,
313).
20) “wie gleicht diese unbekannte schöne Prinzessin meiner lieben Braut, und je länger er
sie ansah, desto mehr glich sie ihr, daß er es fast gewiß glaubte,”(Grimm 181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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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m 1812, 313). 그래서 요리사에 이어 털복숭이를 불러서 불었다. 누구
이며, 어떻게 이 성에 왔으며, 반지는 어디서 난 거냐고. 그녀는 “저는 부모
없는 가련한 고아일 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던져진 장화에 머리나 얻어
맞으면 딱 맞지요. 반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21) 고 말하고 도망가 버린다.

“던져진 장화에 머리나 얻어맞으면 딱 맞지요.”라는 대답은 이전에 약혼자 왕
이 침대 옆에서 자기에게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한 우회적 항의임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최종판에서는 그녀가 왕의 침대에서 신발 수발을 들며 구박받는
상황에 대한 묘사는 삭제되고 “던져진 장화에 머리나 얻어맞으면 딱 맞지요.”
라는 답변만 남아 있다. 그리하여 여주인공의 이 답변은 문맥을 알 수 없는

‘공허한 모티브 blindes Motiv’가 되어 버린다.22) 여주인공의 머리에 신발을
던진 장면이 최종판에서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초판의 텍스트 전체
를 일람한 후에 그 배경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무도회 때 왕은 그녀가 “자기 약혼녀 seine Braut”(Grimm 1812,

314)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프를 먹으면서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더욱 확실해졌다. 마침내 금 실패를 보았을 때 그는 더욱 놀랐
다. 자기가 이전에 약혼녀에게 선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23) 세 번째 무도회
를 열면서 왕은 “[...] 자기 약혼녀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다. [...] hoffte seine

Braut sollte wieder kommen”(Grimm 1812, 314-315). 그리고 세 번째 무도회
직후 수프 속에 들어 있는 실패를 보고 “그는 이제 자기 약혼녀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가 아니라면 이 선물들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24) 왕은 이전에 요리사를 먼저 불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21) “ich bin nichts als ein armes Kind, dem Vater und Mutter gestorben sind, habe nichts
und bin zu gar nichts gut, als daß die Stiefel mir um den Kopf geworfen werden, und
von dem Ring weiß ich auch nichts,”(Grimm 1812, 313)
22) 국내 번역서는 모두 문맥을 알 수 없는 이 구절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다. 김열규 역: 그
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사, 1999, 397; 이은자 역: 그림형제 옛이야기 모음집 1, 부북
스 2012, 446; 차보금 역: 그림형제동화 123가지, 영림카디널 2005, 58.
23) “Der König aß die Suppe, und sie däuchte ihm noch besser, und als er zuletzt das
goldene Spinnrad fand, erstaunte er noch mehr, denn das hatte er einmal seiner Braut
geschenkt.”(Grimm 1812,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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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털복숭이를 불렀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을 보고 꽉
붙잡았고 자기가 그녀에게 끼워 주었던 반지를 발견했다. 그가 거친 털외투를
찢어발기자 금발과 더불어 “누구보다 사랑하는 약혼녀 seine allerliebste

Braut”(Grimm 1812, 316)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sie lebten vergnügt bis an ihren Tod.”(Grimm 1812, 316)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비천한 상태에 있던 약혼녀를 몰라보고 머리에 신발을
던지고 학대했던 남성, 화려한 천상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야
약혼녀를 붙잡는 남성과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옛이야기의 결론에 이의
를 제기하고 싶다.
정리하자면, 초판에서는 여주인공에게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다. 그녀에게
반지를 준 사람은 약혼자이며, 숲에서 그녀를 발견한 왕은 바로 약혼자이다.
하지만 약혼자 왕은 흉측한 짐승털가죽 속에 몸을 감춘 그녀를 한참동안 알
아보지 못했다. 매일 저녁 침대 옆에서 시중을 드는 순간에도 그녀를 알아보
지 못하고 신발을 머리에 던지고 구박했다. 약혼자 왕이 그녀를 인지하기 시
작한 것은 그녀가 짐승털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나타
난 순간부터이며,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를 수프 속에서
발견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계적 인지과정이 최종판 텍스트에는 없
다. 최종판에서 왕은 오로지 그녀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어. so schön haben meine Augen noch keine

gesehen.”(Grimm 1857, 356)
반지가 ｢당나귀가죽｣에서는 왕자가 준 선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공주의 소
유물이었다. ｢털복숭이｣의 초고와 초판에서는 여주인공의 약혼자가 준 선물이
다. 하지만 최종판에서는 약혼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반지는 “그녀의
귀중품들 ihre Kostbarkeiten” 중의 하나일 뿐이다. 유사한 이야기에서 반지는
왕자가 준 선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25)
24) “nun wußt’ er gewiß, daß seine Braut in der Nähe war, denn niemand anders konnte
die Geschenke sonst haben.”(Grimm 1812, 315)
25) Bechstein의 ｢재투성이와 소망의 가지｣, 영국 민담 ｢골풀 두건 Cap O’Rushes｣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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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요약
｢털복숭이｣는 초고, 초판에서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모호한 표현 때
문에 상이한 해석을 야기하고 있다. 뢸레케는 ｢털복숭이｣의 초고에서 여주인
공에게 반지를 준 “낯선 신사”와 여주인공의 신랑이 된 “공작”을 동일인물로
본다. 또한 초판에서 여주공이 결국 약혼자 왕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약혼자 왕과 결혼한 것으로 풀이한다. 최종판에서는 약혼자는 없지만 여주인
공이 아버지의 마수에서 벗어나 숲의 주인 왕과 결혼한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적지 않다.26) 사실상 이 유형의 다른 판본, 예컨대 ｢테발도｣, ｢곰｣,
｢당나귀가죽｣에서도 여주인공은 아버지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다른 나라의 왕
과의 결혼에 성공한다. ｢털복숭이｣에서만 아버지 왕, 약혼자, 남편 왕의 관계
가 혼란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털복숭이｣ 텍스트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결론적으로
그림형제가 다수의 자료를 수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고 이
해된다. 주지하다시피, 그림형제는 KHM 제 2판부터 거칠고 조야한 부분, 부
도덕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을 최대한 축소시키거나 완화시키고자 내용과 표현
을 다듬어갔다. 그 예로 초판에서는 왕이 딸을 신부로 삼고자 하자 “고문관들
이 만류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27)라고 기술된 것이 최종판에서는 고문
관들이 놀라서 하는 경고로써 도덕성이 강조된다. “부녀가 결혼하는 것은 하
26) 돌러럽(Dollerup 1986, 12-30)은 초고에서 “낯선 신사”와 “공작”이 동일인인지는 불분명
하다는 입장이다. 초판의 “약혼자”를 공주의 아버지라고 풀이한다. 이전에 공주가 누군
가와 약혼 혹은 결혼했다는 언급이 없는 데다, 다음 날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으
니, 아버지가 바로 약혼자라는 것이다. 여주인공이 처음에 아버지를 벗어났다가 결국 아
버지의 굴욕적 대접을 받고 아버지에게 투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초판 텍스트
를 덴마크 고교 상급반 학생들에게 읽힌 결과 22명 중 19명이 아버지 왕과 약혼자를 동
일인물로 읽었음을 밝히면서, 여주인공의 ‘엘렉트라 콤플렉스 Electra Complex’를 지적
한다. 최종판에서는 여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탈출에 성공하고 다른 왕과 결혼하는 것으
로 본다. 하지만 민속학자 랑크(Rank 1926, 364)는 최종판에 대해서도 여주인공이 결국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여주인공의 귀중품(반지, 물레, 실패)을 보고 그녀
를 알아 볼 사람은 아버지뿐이라는 것이다.
27) “Die Räthe wollten es ihm ausreden, aber das war umsonst.”(Grimm 181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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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 죄악에서 좋은 일이 생길 리 없지요. 왕국이
멸망할 것입니다.”28) 최종판에서는 여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도주할 때 “하
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befahl sie sich Gott”(Grimm 1857, 354)라는 귀절
로써 여주인공의 신앙심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초판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 초
판에서는 숲 속에서 여주인공을 발견한 왕 일행이 그녀를 짐승처럼 “마차
뒤에 묶어 hinten auf den Wagen binden”(Grimm 1812, 310) 데려가지만, 최
종판에서는 “그들이 그녀를 마차 위에 앉혀 setzten sie es auf den Wagen”

(Grimm 1857, 355) 데려가는 것으로 난폭성이 완화된다. 초판에서 여주인공
은 약혼자 왕의 집에서 “남은 음식 etwas von den Überbleibsel zu essen”

(Grimm 1812, 311)을 얻어먹지만, 최종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초판에서
는 왕이 여주인공의 짐승가죽털 옷을 거칠게 찢어발겼을 때(Grimm 1812,

316) 여주인공의 나신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직전에 별 옷을 벗고 짐승털
옷만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종판에서는 나신이 아니라 별 옷을 입은
찬란한 모습을 드러낸다.29) 여주인공이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별 옷 위
에 짐승털가죽 옷을 걸친 상태에서 달아나려다가 털가죽 옷이 약간 벌어지고
별 옷이 들어났고, 왕이 털가죽 옷을 마저 잡아당겨 찢었기 때문이다(Grimm

1857, 358-359).
최종판에서 왕이 여주인공의 머리에 장화를 던지는 거친 장면은 삭제하면
서 “던져진 장화에 머리나 맞으면 딱 맞지요.”라는 여주인공의 대답을 그대로
남긴 것은 그 같은 원고수정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28) “Gott hat verboten, daß der Vater seine Tochter heirathe und aus der Sünde kann nichts
Gutes entspringen. und das Reich wird mit ins Verderben gezogen.”(Grimm 1857, 354)
29) 2판에서는 털가죽 외투 밑에 의상을 입고 있었음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왕이
외투를 잡아 찢자 금발과 찬란한 의상 일체가 드러났다 da faßte der König den Mantel
und riß ihn ab, und die goldenen Haare und der ganze herrliche Anzug kam
hervor”(Grimm 1819,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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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털복숭이’ 유형의 다수 판본에서 왕비는 자기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새 왕
비로 맞으라고 요구한다. 왕은 그런 여인을 찾으려다 딸을 원한다. 아버지 왕
의 성격은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강렬, 난폭하고(｢테발도｣, ｢곰｣), 잔혹,
집요하며(｢테발도｣), 위선적이다(｢당나귀가죽｣). 아버지 왕은 처벌받거나(｢테
발도｣), 잊혀지거나(｢곰｣, ｢털복숭이｣), 용서받는데(｢당나귀가죽｣), 이는 이야
기 서술자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여주인공은 대체로 성인
여성(유모, 노파, 대모 요정)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독자적인 계획으로(｢털복
숭이｣) 아버지로부터 도주한다. 몸을 감추는 수단이 되는 것은 나무 상자, 곰
으로의 변신, 당나귀가죽, 짐승털외투 등이며, 그것은 그대로 여주인공의 별
칭이 되고 있다. 여주인공이 신랑감을 사로잡는 데 사용한 능력은 침실 분위
기 조성, 침실 서비스, 음식 솜씨, 아름다운 외모와 의상, 인식의 도구(반지,
실패, 물레) 등등, 다양하다.
｢털복숭이｣ 유형의 민담에서는 다양한 모티브가 등장한다. 비천한 모습으
로 구박받는 여주인공, 찬란한 드레스, 무도회에 등장하고 도망가는 행위의
반복, 반지와 같은 인식의 도구 등등. 각 모티브는 여러 설화 속에서 발견된
다. 이들 모티브의 기원이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이야기의 전승과정에
서 그 시대의 세계관과 그 시대가 지향하는 형식에 부응하여 그때그때 각기
다른 설화(신화, 전설, 민담)의 모티브를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여겨진다.
｢털복숭이｣ 유형의 민담에서 독보적인 것은 여주인공의 성격이다. 여주인
공은 부당한 성적 요구를 피해 새로운 세계로 도주하여 고난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랑감을 얻고 새 삶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다. 유럽 민담의 여주인
공이 대부분 수동적, 소극적, 남성의존적인 데 비해, ｢털복숭이｣ 유형의 여주
인공은 능동적, 진보적, 독자적이고, 문제해결형, 운명개척형이다.
｢털복숭이｣는 ｢신데렐라｣와 많은 모티브를 공유하지만 ｢신데렐라｣처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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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게 인기 있는 민담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는 ‘근친상간’의 문제
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욕정은 수많은 설화의 주제가 되
어 왔다. 그 같은 이야기가 널리 지속적으로 유포되어 왔다는 것은 그것이 여
전히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을 반증한다. ｢털복숭이｣는 복잡한 얽힘, 불쾌한
상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젊은 여인이 용감하게 가정에서 뛰어나와 전격적
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가정 내의 은폐된 문제
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탁월한 이야기로 추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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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Geschichten der verfolgten Frauen in den
europäischen Volksmärchen
－ Studien zum Märchentyp ‘Allerleirauh’
Son, Eunju (Mokwon Uni)

Die vorliegende Arbeit hat das Ziel, den Märchentyp ‘Allerleirauh’, sog.
Aarne/Thompson 510B in der Herkunft, Entwicklung, Deutung und
Bedeutung zu untersuchen. Dabei wird der Text aus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mit den anderen Fassungen vergleichend
analysiert, denn ein Märchen kann niemals auf der Grundlage einer einzelnen
Fassung gedeutet werden. Es werden hier Tebaldo Straparolas, Die Bärin
Basiles, Die Eselhaut Perraults und Allerleirauh der Brüder Grimm behandelt.
Bei der Fassung Grimms halte ich mich vorrangig an die heute noch
geläufige und publizierte Form aus der Ausgabe letzter Hand(1857),
vergleiche diese aber mit der handschriftlichen Urfassung(1810) und der
Version aus der Ausgabe erster Hand(1812), denn es hat dort eine interessante
Entwicklung d.h. stilistische Glättungen, die Tendenz zur Milderung einiger
Züge, Verwirrungen des Sinnes stattgefunden.
In Allerleirauh und den verwandten Varianten ist der Inzestversuch des
Vaters fester Bestandteil der Handlung. Der Vater-Tochter-Konflikt bildet den
Ausgangspunkt. Der leibliche Vater will seine Tochter nicht freigeben,
sondern beansprucht sie für sich selbst. Die Heldin sucht selbständig die
Fremde auf, um dem inzestuösen Ansinnen des Vaters zu entgehen und die
Anerkennung und Selbstfindung zu gewinnen. Charakteristisch ist die Heldin
dieses Märchentyps, die die Zuflucht nicht in der Wendung rückwärts,
sondern in der entschlossenen Ablösung vorwärts fi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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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주

Es geht hier um die Einzelmotive: der Inzestversuch des Vaters, drei
wunderbare Kleider und eine Tarnkleidung, Zuflucht in einem fremden
Königshof, Versteckspiel bei drei aufeinanderfolgenden Bällen, Erkennungszeichen
und Ringprobe. In diesem Aufsatz werden Analogien einzelner Elemente
dieses Erzähltyps in den anderen Mythen, Sagen und Märchen verfolgt, und
ihr Sinn mit dem Zeitgeist des jeweiligen Kulturraums verglichen.

주제어: 그림형제, 털복숭이, 민담, 민담유형, 근친상간

Schlüsselbegriffe: Brüder Grimm, Allerleirauh, Märchen, Märchentyp,
Inz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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